
2016 국방 SW 연구회 동계워크숍 

SW신뢰성 기술실 
 

국방과학연구소 공용기술센터 

2016. 2. 26(금) 





연구 개요 



무기체계 요구 기능 변화 

– 무기체계의 복잡화, 첨단화, 무인화, 자율화, 네트워크화 추세 

– 무기체계 제반 기능의 상당 부분을 SW로 구현함에 따라 SW 비중/중요성 증가 
 

SW 결함에 의한 사고 

–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1991) 

• 걸프전에서 운영되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SW 버그로 미군 28명 사망 

• 수치를 누적하는 시스템 시계에서 작은 시간 오류발생으로 추적시스템 오동작 발생 

– European Space Agency의 Ariane 5(1996) 

• 발사 37초 후에 자체 폭발 

• 경로 변경과정에서 numerical overflow로 인하여 on-board computer가 잘못된 고도 
전달 

– Some Recent Software Failures Caused by Software Bugs !!! 

•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결함 발생 시, 

– 무기체계 파손 

– 인명 및 비용 손실 등 치명적인 결과 초래 

 

 

 

 

연구 배경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로 결함의 최소화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http://www.sereferences.com/software-failure-list.php


SW 신뢰성 확보 활동 관련 제도 
– 명시 규정/지침서 : 방위사업관리규정, 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실무지침서 

– SW 신뢰성 확보 활동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
록 소스코드 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활동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미제시 

 

 

 

 

 

 

 

 

 

– SW 신뢰성 시험 : 소스코드에 대한 시험, 시험대상/기준 등 IPT 협의 결정 
• 코딩규칙 

• 실행시간오류 

• 코드실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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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現)SW 신뢰성 제도 

– 개발과정에서 정적/동적시험 수행에 따른 결함제거 긍정적 효과 존재 

– 정적/동적시험(SW 테스팅) 만으로는 SW 신뢰성 평가 불충분 

• SW 잔존 결함 수?  

• 시험 종료 시점? 

• SW 품질수준 파악 가능? 

• Resource problem? (개발기간, 시험예산 및 인력) 

– SW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제시 부족 

 

SW신뢰성을 개발 전(全)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량적 관리 필요 

– 신뢰성 척도 및 모델을 활용하여 SW 신뢰성을 분석/평가 

– 선진국 수준의 SW 신뢰성 통합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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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발 전(全) 단계에서 SW 신뢰성의 정량적인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무기체계 SW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기반환경 구축 

  기간/예산 : ＇15. 10 ~ ＇18. 9 (36개월) / 00억원 

  주관 형태 :  국과연 주관 

  사업 단계 :  응용연구(핵심SW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기간/예산/주관형태/사업단계 

무기체계 SW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기술 



사업 필요성 

 무기체계의 대형화/복잡화 및 수출증가로 고수준의 SW 신뢰성 프로세스 정립 요구 

 소스코드 시험 기반의 SW 신뢰성 평가 한계 극복을 위한 미래 지향적 개선 대책 필요 

- 잔존 결함 수, 시험 종료 시점 판단 및 SW 품질수준 파악 곤란 

- 한정된 기간/시험예산 문제로 무한정의 SW 테스팅 노력 투입 한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개발 전(全)단계에서 SW 신뢰성의 정량적 평가 필요  

SW 테스팅(정적/동적시험)으로 충분한가? 

지금 개발중인 SW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SW 잔존 결함수는 어느 정도인가? 

SW 테스팅은 언제 끝내지? 

SW 신뢰성 통합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는 없나?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SW 

개발 ??? 

기존에 쓰고 있는 SW 공학 도구와의 관계는? 

SW 신뢰성 관리 및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SW 신뢰성을 인증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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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념 

SW 신뢰성 시험 
SW 

신뢰성시험  
절차 작성 

SW  
신뢰성 

요구사항 

SW  
신뢰성 

확보활동 
계획 

SW 신뢰성 시험 
개발시험평가 항

목에 반영 

SW개발 전(全)단계에서 신뢰성 척도 및 평가모델을 활용한 SW 신뢰성 분석/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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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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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 의사결정 지원도구 

Action Planner Dashboard 
User Defined 

Analysis 

SW Engineering 
Tools 

Requirement 
Engineering 

Modeling & Design 

Coding & Unit Test 

System Test 

SW V&V Tools 

Hazard Analysis 

Static Analysis 

Dynamic Testing 

SW 신뢰성 평가 도구 

HW/SW 
Reliability 

SW Reliability 
Estimator 

SW Reliability 
Predictor 

신뢰성 공학 프로세스 관리 도구 

Process 
Control 

SE 
plug-in 

Process 
Design 

V&V 
Plug-in 

Process 
Monitor 

신뢰성 데이터 관리 도구 

Open API Data Mapper 

Raw Data Meta Model 

SDLC 데이터 저장소 

무기체계 SW 신뢰성 통합관리시스템 
(SIRIUS) 



개발 시스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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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 
의사결정 
지원 도구 

SW 신뢰성 정보에 의한 SW 개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SW 신뢰성 
평가 도구 

신뢰성 
데이터 관리 

도구 

SW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SW 신뢰성 관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신뢰성 척도 10종 이상 정량화 및 가시화 

- SW 신뢰성 대시보드 구축 

- SW 신뢰성 활동 플래너 구축 

- SW 신뢰도 예측모델 3종 이상 구축 

- SW 신뢰도 추정모델 5종 이상 구축 

- HW/SW 통합 시스템 신뢰도 모델 1종 이상 구축 

- 신뢰성 Raw 데이터 Meta Model 구축 

- 신뢰성 데이터 수집/관리 도구 

- 원시 데이터 관리 주요 API 10종 이상 

신뢰성 공학 
프로세스 
관리 도구 

전수명주기 SW 프로세스 기반 신뢰성 공학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별 참조 가능한 표준 기반 SW 신뢰성 참조/표준 프로세스 자원저장소 구축 및 활용 

- 사업 특성에 적합한 프로세스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개발단계별 CASE 도구 1종 이상 및 V&V 도구 3종 이상 연동 기능 제공 



시스템 운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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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시험담당 

개발자 

설계자 

품질보증 

요구분석 

구조설계 

상세설계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인수시험 

 
 
 

무기체계 SW 신뢰성 통합관리 시스템(SIRIUS) 

SE Plug-in  V&V Plug-in  

데이터 관리 APIs SDLC 데이터 저장소 

도메인 
분석 

목표 
설정 

신뢰성 
검증 

신뢰성 
평가 

SW 신뢰성 프로세스 

신뢰도 데이터 도시 

SW 개발 의사결정 지원 

RL-TR-92-52 Model 

IEEE Std 982.1-2005 

SW 신뢰도 평가 

단위시험 구현 

척도 
정의 

모델 
정의 

모델 
검증 



무기체계 SW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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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SW 신뢰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신뢰성 공학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 신뢰성 데이터 관리 시스템 

• 신뢰성 평가 시스템 

• 신뢰성 의사결정 시스템 

’19-’21 

시범 적용 및 DB 구축 

• 무기체계 개발사업 시범적용 

• 신뢰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유의 SW 신뢰성 평가모델 개발 

’22- 

SW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기술 제도화  

• 무기체계 개발사업 적용 확대 

• 무기체계 분야별 고유의 SW 신뢰성       

평가모델 개발 

• 신뢰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SW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기술 제도화 

SW 신뢰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활성화 

SW 신뢰성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SW 신뢰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무기체계 SW 신뢰성  
통합관리 프로세스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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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Practice Description 

1 Identify the Application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정 대상 소프트웨어 식별 

2 
Specify the Reliability 
Requirement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대한 명세서/목표를 기술 

3 
Allocate the Reliability 
Requirement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요구사항 할당 

4 
Make a Reliability Risk 
Assessment 

 요구사항과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SW 결함이나 에러에 대한 위험 

기반으로 수행 

 요구사항의 수 혹은 변경에 의한 영향도를 기반의 위험 규정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나, 큰 규모 시스템의 설계 분석시 반드시 필요 

 위험 분석 방법은 남아있는 결함의 위험과 다음 결함이 일어날 시간

에 대한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행  

5 
Define Errors, Faults, 
and Failures 

 에러(Error), 결함(Fault), 실패(Failure)에 대한 정의를 프로젝트의 특

성에 맞게 정의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정의 

6 
Characterize the 
Operational 
Environment 

 3가지 측면에 기반한 운영환경 특성 기술(시스템 형상, 시스템 업그

레이드, 시스템 운영 프로파일) 

IEEE Recommended Practice on Software Reliability 
(1633-2008)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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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Recommended Practice on Software Reliability 
(1633-2008) 

순서 Practice Description 

7 Select Tests  실 시스템에 적용할 테스트와 test case를 선택  

8 Select Models  한 개 이상의 신뢰성 모델 선택 및 적용 

9 Collect Data  데이터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 

 적합한 데이터 수집 

10 Estimate Parameters  데이터 평가/분석 방법 선택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least squares estimation 

등 방법 사용 

11 Validate the Model  선택된 신뢰성 모델의 유효성 검증, 수집 데이터와 파라미터 평가 
방법에 대한 검증 

12 Perform Assessment and 
Prediction Analysis 

 소프트웨어 신뢰성, 남아 있는 코드 결함 수 등 분석 수행 

13 Forecast Additional Test 
Duration 

 목표된 초기 결함과 모델의 모수가 정해지면 추가적인 테스트 기
간 예측 

 - 테스팅에 의한 신뢰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각 단계별 프랙티스, 산출물 등 미제시 
 - 본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예측, 추정 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로 적용하는데  
    한계점 존재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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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 Process by Michael R. Lyu 

– 4개의 주요 컴포넌트(Reliability objective, Operational profile, 
Reliability Modeling and Measurement, Reliability Validation) 및 12개 
Practice로 구성 

 

- SW 테스팅에 의한 신뢰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산출물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 미흡    
- 예측, 추정 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로 적용 

한계점 존재 

Michael R. Lyu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Roadmap,ICSE2007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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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L Reliability Assessment Process v2.0 

– 8개 단계, 29개 세부활동 

 

 

- 예측, 추정 전 단계에 대한 프로
세스 정의  

- 무기체계 SW 개발 특성을 반영
한 프로세스로 변형 필요 

H. 개선사항 제시 

A. 도메인 분석 

B. SW 신뢰성목표 설정 

C. SW 신뢰성 척도 식별 

E. 데이터 수집 

F. 데이터 분석 

G. SW 신뢰성 평가 

D. SW신뢰성 모델 정의 

 신뢰성 요구사항 

 신뢰성 목표 

 신뢰성 목표 

 신뢰성 데이터 분석 기법 

 신뢰성 척도 
 신뢰성 척도 템플릿 

 신뢰성 모델 파라메터 

 신뢰성 모델 

 소프트웨어 배포  신뢰성 목표 
비교 

“Software Reliability Assurance Using a Framework in Weapon System Development: A Case Study”, 8th IEEE/AC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Shanghai, China, June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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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요구사항 분석 및 	
구조설계 단계	

SW	요구사항 분석 단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단계	

결함유형 및 	
Severity	정의	

개발 환경분석	
신뢰성 SW	

식별	

단계별 신뢰성 	
척도 선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요구사항 분석단계 
신뢰성분석	

1. 요구사항명세서	

(Page수, 요건수,		

추적성 정보)	

2. Baseline	정보	

(CI목록 및 버전)	

체계	
요구사항 정의	

1. Defect	정보	

(Type,	Severity,		

발견일, 주입시기)	

2. Total	Inspec on	Hour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검토	

구조설계단계 	
신뢰성분석	

1. 설계기술서	

(Page수, 설계수, 추

적성 정보)	

2. Baseline	정보	

(CI목록 및 버전)	

1. Defect	정보	

(Type,	Severity,		

발견일, 주입시기)	

2. Total	Inspec on	Hour	

• 결함/실패 및 Severity	정의서	

• 척도 선택 목록	

• SM01	Error	Distribu on	

• SM02	Defect	Severity	Index	

• SM03	Fault	Density	(1)		

• SM04	Defect	Density	

• SM05	Inspec on	Intensity	

• SM06	Requirement	Compliance	

• SM01	Error	Distribu on	

• SM02	Defect	Severity	Index	

• SM03	Fault	Density	(1)	

• SM04	Defect	Density		

• SM05	Inspec on	Intensity	

• SM06	Requirement	Compliance	

• SM08	Requirement	Change	Rate	

• SM09	PCEPDR	

체계	
운용개념 정의	

SW	신뢰성 	
목표 수립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단계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검토	

상세설계단계 	
신뢰성분석	

1. 설계기술서	

(Page수, 설계수, 추

적성 정보)	

2. Baseline	정보	

(CI목록 및 버전)	

1. Defect	정보	

(Type,	Severity,		

발견일, 주입시기)	

2. Total	Inspec on	Hour	

• SM01	Error	Distribu on	

• SM02	Defect	Severity	Index	

• SM03	Fault	Density	(1)	

• SM04	Defect	Density	

• SM05	Inspec on	Intensity	

• SM06	Requirement	Compliance	

• SM08	Requirement	Change	Rate	

• SM09	PCECDR	



SIRIUS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	
(구현)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단계	

단위 SW		
구현	

Sta c	Analysis	

소스 코드 	
신뢰성 분석	

Code	Review	

• SM01	ED	

• SM02	DSI	

• SM03	FD1	

• SM04	DD	

• SM05	II	

• SM08	RCR	

• SM09	PCE	

• SM11	RFC	

1. Source	Code	

(SLOC,	Class	Size,		

Cycloma c	Complexity,	

Method	Inheritance	Factor,		

Depth	of	the	Inheritance	Tree,	

Coupling	Factor)	

2. Defect	정보	

(Type,	Severity,	발견일)	

1. Defect	정보	

(Type,	Severity,		

발견일, 주입시기)	

2. Total	Inspec on	Hour	

단위 SW		
시험	

Issue	관리	

SW	단위시험 	
신뢰성 분석	

1. Source	Code	

(SLOC,	CC)	

2. Test	Case	

(#	of	Test	cases	planned,	

# of	Test	cases	executed,	

#	of	Test	cases	passed)	

3. Coverage	

(Statement,	Branch,	

MC/DC)	

1. Fault	정보	

(Type,	Severity,		

Time	unit,	Badfix)	

2. Issue	정보	

(Open	date,	

Close	date,	

Status)	

• SM01	ED	

• SM02	DSI	

• SM03	FD1	

• SM08	RCR	

• SM09	PCE	

• SM11	RFC	

• SM17	FD2	

• SM18	PSE	

• SM19	BFR	

• SM20	CD	

• SM24	MTTR	

SW	통합 시험	

Issue	관리	

SW 시험단계 	
신뢰성 분석	

1. Source	Code	

(SLOC)	

2. Test	Case	

(추적성정보,	

#	of	Test	cases	planned,	

# of	Test	cases	executed,	

#	of	Test	cases	passed)	

1. Fault	정보	

(Type,	Severity,		

Time	unit,	Badfix)	

2. Issue	정보	

(Open	date,	

Close	date,	

Status)	

시험절차서	
개발	

• SM01	ED	

• SM02	DSI	

• SM08	RCR	

• SM17	FD2	

• SM18	PSE	

• SM19	BFR	

• SM20	CD	

	

• SM24	MTTR	

• SM25	FR	

• SM26	DDA	

체계 통합 및 시험 단계	

체계 통합 시험	

Issue	관리	

체계시험단계 	
신뢰성 분석	

1. Fault	정보	

(Type,	Severity,		

Time	unit,	Badfix)	

2. Issue	정보	

(Open	date,	

Close	date,	

Status)	

시험절차서	
개발	

• SM26	DDA	

• SM28	BE	

• SM01	ED	

• SM02	DSI	

• SM08	RCR	

• SM17	FD2	

• SM18	PSE	

• SM19	BFR	

• SM20	CD	

	

• SM24	MTTR	

• SM25	FR	

1. Source	Code	

(SLOC)	

2. Test	Case	

(추적성정보,	

#	of	Test	cases	planned,	

# of	Test	cases	executed,	

#	of	Test	cases	passed)	



결  론 



결    론 

무기체계 SW 신뢰성 통합관리 프로세스 개발 

– SW 신뢰성 예측, 추정 등 무기체계 SW 개발 특성에 적합한 전순기 지

속적인 신뢰성 관리/평가 가능한 프로세스 제시 

SW 개발 단계별 신뢰성 분석/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 

– SW 신뢰성 목표 대비 평가 가능, SW 배포 시점 결정 기준 제공 

– 다음 차례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결함 시점 예측 가능 

– 무기체계 SW 개발 초기부터 SW 신뢰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관

리로 무기체계 품질향상 기여 

– 무기체계 SW 신뢰성 프로세스 구축으로 선진국 요구수준의 방산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SW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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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 척도 정의 결과 (1/2) 

ID Metric Name Description 

SM01 Error Distribution Error의 유형별 분포 

SM02 Defect Severity Index 결점 심각도 

SM03 Failure Density RL-TR-92-52 모델에 의한 결함밀도 

SM04 Defect Density 결점 밀도 (페이지당 결함개수) 

SM05 Inspection Intensity Inspection 강도 

SM06 Requirements compliance 요구사항 완결성 (잘못된 요구사항 비율) 

SM07 Requirement Traceability 상위 요구사항과의 추적성 

SM08 Requirements Change Rate Baseline 이후에 수정된 요구사항의 비율 

SM09 Phase Containment Effectiveness for phase i 단계에서의 결함 삽입 억제 효과성 

SM10 Cyclomatic Complexity 구현된 모듈의 Cyclomatic Complexity 

SM11 Residual Failure Count RL-TR-92-52-15 모델을 적용한 잔존 결함수 

SM12 Class Size 클래스 전체 크기 

SM13 Method Inheritance Factor 클래스 내의 메소드들에 대한 상속 비율 

SM14 Depth of the Inheritance Tree 상속을 통한 클래스의 계층 깊이 



SIRIUS 척도 정의 결과 (2/2) 

ID Metric Name Description 

SM15 Coupling Factor 객체지향 설계 요소들 간의 연계성 

SM16 Code Coverage 소스코드가 테스트 된 정도 

SM17 Fault Density 테스트를 통한 결함 밀도 

SM18 Phase Screening Effectiveness 이전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Defect를 해당 단계에서 발견할 확률 

SM19 Bad Fixes Rate 결함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삽입된 결함의 비율 

SM20 Cumulative Defects By Status 결함의 처리 상태 

SM21 Test Cases Executed and Passed 실행된 테스트 케이스 비율 및 성공률 

SM22 Remaining failures 현재 테스트 시점에서 남아있는(발견하지 못한) 실패 수 

SM23 
Total test time to achieve specified  
remaining failures 

현재 남아있는 실패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테스트 시간 

SM24 Mean Time To Repair 평균 결함 제거 시간 

SM25 Failure Rate (Time between/Fault count) 결함 데이터를 기반한 현재 소프트웨어의 결함률 

SM26 Defect Detection Arrival Rate by Severity 결함 심각도 별 결함 발생 비율 

SM27 Requirement Coverage 요구사항이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테스트된 정도 

SM28 The best estimate of the system failure rate 217 Plus에 의한 HW/SW 통합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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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총괄)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총괄) 

SW 시험 환경 구축 사례(1/2) 

No. MCU IDE 실행환경 분야 환경구축기간 

1 MPC8337 
WindRiver Workb

ench 3.0 
VxWorks 시뮬레이터 국방 2주 

2 x86 OpenArbor 
TLP 구축은 에뮬레이터 

(VmwarePlayer)상에서, 실제테스
트는 타겟에서 이루어짐, GEOS 

국방 8주 

3 TMS320F28335 CCS 5.X CCS 시뮬레이터 국방 2주 

4 STM32F103ZET7 IAR 에뮬레이터(IC5000) 국방 5주 

5 MPC5674F CodeWarrior 10.6 에뮬레이터(IC5000) 국방 4주 

6 Atmega192A3 IAR 6.21.1 C-SPY 시뮬레이터 국방 1주 

7 ST16C554 Libero SOC v1.1 gcc 빌드 후 x86에서 실행 국방 1주 

8 P1025 Linux Target Board ( Network ) 국방 2주(8월 완료) 

9 
Zynq7000/Arm cortex-

A10 
Linux Target Board ( Network ) 국방 1주(10월 완료) 

10 MPC8572 VxWorks Target Board ( Network ) 국방 1주(10월 완료)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총괄) 

SW 시험 환경 구축 사례(2/2) 

No. MCU IDE 실행환경 분야 환경구축기간 

11 PIC18F25K22 MPLAB 8.88 Mplab 시뮬레이터 자동차 8주 

12 V850 series IAR C-SPY 시뮬레이터 자동차 4주 

13 SPC560B50L5 WINDRIVER 3.3.4 에뮬레이터(IC5000),OSEK 자동차 8주 

14 DS80C410 uvision4 시뮬레이터 자동차 4주 

15 PPC85XXsf WINDRIVER 3.0 시뮬레이터 항만 4주(10월 완료) 

16 TMS320C6416 CCS 6.0 Target Board ( UART ) 항공 1주(12월 완료) 

17 MPC5674F CodeWarrior T32 시뮬레이터 항공 4주 

18 TMS320F28335 CCS 3.3 CCS 시뮬레이터 원자력 2주 

19 C8051F120 uvision4 에뮬레이터(SiliconLabs USB Emulator) 원자력 6주 

20 CORTEX-M3 uvision4 uvision4 시뮬레이터 의료 3주 



Ⅱ.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시험환경 – 자동화 도구 

User 

Parser 

Static 
Analysis 

Dynamic 
Analysis 

자동화 도구 Result 

DB 
Analy
zer 

Compiler 
Information 

Source 
Code 



시험환경 – 동적 시험 프로세스 

Target 

Host 

Instrumented Code 

Source Code 

Driver Code 

Test Code 

Executable Code 

Build 

Download 

Execute 

Test 

Result(Pass/Fail) 

Test Coverage 

Interface 

• 기타 고려사항 

- 개발 방법: 구조적 기반, 모델 기반, 객체 지향 개발 등  

- 조직 규모: 시험 조직 규모 

- 자동화 프로그램: Python, Perl, Batch 파일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시험환경 – Build 

• Command Line 방식 

• Makefile 방식 

• Project 기반 방식 
 

Library File 
(.lib) 

Source. 
*.s 

Source. 
(*.c,*.h.) 

*.obj. 
*.o. ... 

*.obj. 
*.o. ... 

Link 

공유 
Object File 
(*.o.*.a) 

executive 
 

Image 
(.elf) 

*.map 
*.sym 

*.bin 

armlink *.scl 

  실제로는 C compile는 Preprocessing,  
C compiling, Assembling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해준다.  

fromelf 

Assembler 
(armasm) 

Archiver 
(armar) 

a 

b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시험환경 – Build 

• Build 정의 

-  Source Code(C, C++)를 실행환경에 Download하여 실행 할 수 있는 Format으로 변환하는 작업 

-  Build 방식에는 개발 환경에 따라 Command Line, Makefile, Project 기반의 빌드 방식으로 구분 

• Command Line 방식 

- Host(Window, Linux) 환경의 Batch 파일을 이용해 빌드하는 방식 

-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Batch 파일을 이용한 빌드를 제공 

• Makefile 방식 

- 특정 컴파일러는 Makefile을 생성하여 빌드 

-  대규모의 소스코드를 빌드하는데 편리  

• Project 기반 방식 

-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도록 IDE에서 제공 

- 다양한 Build Option을 관리하기 편함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Build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개발환경의 Build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용 빌드를 사용해야함 

-  시험용으로 따로 빌드 할 경우 Build 시간이 줄어드나 시험 자동화 도구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이 많아짐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시험환경 – Download 

• Download 종류 

-개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Download 방법이 있음 

 

 실행파일 Down load  

   1. Debugger를 이용하여 Flash 및 Rom에 정해진 위치에 App Download 

   2. 기타 인터페이스 ( Serial, CAN ) 통신을 이용하여 Memory에 Download 
 

 File system 사용 

   1. OS 등이 있을 경우 Application을 File system을 이용하여 Download. 

   2. OS의 Target Server 기능을 이용하여 Download 
 

•  Simulator의 경우 Download 할 필요 없이 App의 위치를 알려주고 simulator를 실행함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Download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비용 및 시간 고려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사례 분석 

시험환경 – Target Environment 

• Target Environment 

 실제장비 

- 개발 환경(Build 및 Interface 환경)을 시험환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 통신 및 센서 데이타 등을 연동하여 시험 가능  

- 실제 장비에 시험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별도의 인터페이스 및 환경을 구축 

 Simulator 

- Target 없이 Host에서 시험 수행할 수 있음 

- 실제 장비와 Memory, 외부 인터페이스 등이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시험환경 Memory Map을 구성해야 함 

 Evaluation Board  

- 실제 장비가 Test에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아 MCU는 갖지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평가보드 

- 개발 환경(Build 및 Interface 환경)을 시험환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 통신 및 센서 데이타 등을 연동하여 시험 가능  

- 실제 장비와 Memory, 외부 인터페이스 등이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시험환경 Memory Map을 구성해야 함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조직, 시험일정,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환경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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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경 – Interface 

 
 

• Interface 

-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Target에 Download하고 시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며 결과를 

Host 환경으로 보내는 것 

• Debugger 

• Serial, Uart 

• CAN 

• LIN 

• TCP/IP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MCU, IDE, Debugger에 따라 Interface 결정 

 

Communications 
port 

TCP/IP  

Memory address Buffered Real-time 

Emulated host file 

 J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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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경 – MCU 

• MCU 

- 대부분 MCU는 개발 SPEC에 맞춰서 결정이 됨 

- 하지만 개발 IDE 및 Interface가 달라 시험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MCU를 선택해야함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시험 환경의 Interface를 반영한 MCU 고려 

Texas Instrument 
Code Composer Studio 
- Ver.3.3의 경우 외부 Interface가 Perl로 

지원 
- Ver.5.0 이상의 경우 외부 Interface가 

Java Script로 지원 
NXP(구: Freescale) 
- 다양한 컴파일러가 지원 
- CodeWarrior(NXP) 
- GHS(Green Hills Compiler) 
- IAR Comp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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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경 – IDE 

• IDE 

-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빌드 환경을 관리 

- 추가적으로 Debugging 기능과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Build 및 Debugging 등 신뢰성 시험을 위한 요구 조건이 반영된 것을 기본으로 선택해야함 

 
 

Target IDE 

Build Download 

Execute 

 
Script를 
이용한 

Interface 

Debugger 

Executable 
Code 

Interface 

Test Result  
or Tes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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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경 – RTOS 

•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 

- RTOS가 개발환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RTOS가 지원하는 IDE와 디버깅 환경이 개발환경에 포함 

- File System을 지원하는 RTOS의 경우 시험환경의 인터페이스를 단순화 

- RTOS의 Application 부분의 코드는 Hardware 관련 코드가 적고 printf등 System Library를 다양하게 

지원하므로 시험환경 구축 용이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기본적으로 RTOS는 개발환경 및  

  Debugging 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발환경 구축 시 신뢰성 시험 구축을  

  위한 기능을 확인하여 반영해야함 

 

 

Target Host 

Build 

Execute 

Executable 
Code 

Test 
Result 

Executable 
Code 

Test 
Result 
Data 

Cop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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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경 – Debugger 

• Debugger 

- 기본적으로 신뢰성 시험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Debugger는 많은 기능을 지원함 

- Break Point 

- Interface: 메모리를 직접 읽어드릴 수 있으므로 다른 통신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음 

- Script 등 외부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경우 Test Result를 직접 File로 생성 

- 외부 인터페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Test Result를 Target으로 부터 받기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자동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필요! 

-  Break Point를 위한 빌드 옵션 필요 

 

 

 

 

 

Target Host 

Executable 
Code 

Download 

Execute 

Test Result  
or  

Test Coverage 

 
Script를 
이용한 

Interface 

Debu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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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경 – 개발방법 

• 개발방법 

- 개발방법은 개발환경에서 대부분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구축 
 

• 모델 기반 개발방법론 

- Simulink 

- Rhapsody 

- SCADE 

• 객체지향 방법론 
 

고려해야 할 사항(Trade Off) 

-  각 도구의 Interface 지원 확인 

 

Model 

Instrumented 
Code 

Build 

Executable Code 

Interface 

Code 

Simulation 
Data 

Code 
Generation 

시험 
자동화 도구 

Target 

Download 

Execute 

Simulation  
Result 

Tes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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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시험환경 구축 시 중요 요소 

- Build 

- Interface 

- IDE 

-> 실제로 가장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개발환경 구축시 필수 조건으로 반영! 



III.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지원 결과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지원 결과 

환경 구축 사례 

이슈발생일 이슈 사항 조치일 조치 사항 

o월 o일 구축완료 

o월 o일 Build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10~ 15min 

o월 o일 Build 마다 코드 생성하는 옵션 제거 

o월 o일 단위 시험시 Stub 기능을 사용하기 힘
듬 

o월 o일 단일 파일을 빌드하기 위한 Makefile 변환 
프로그램 개발 
-> Build 속도 개선 
-> Stub 기능 사용 개선 

o월 o일 실 Target 장비가 부족하여 Test Case 
생성 시간 부족 

o월 o일 Vxworks Simulator를 이용한 환경 구축 

o월 o일 Vxworks Simulator의 수행시간이 오래 
걸림 

o월 o일 Rhapsody에서 MFC용 코드 생성 후 MFC용 
시험환경 구축 후 Test Case 생성 

o월 o일 실행시간이 오래 걸림 o월 o일 Flash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Ram에 다운로
드 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실행시간 개선 

o월 o일 코드 변경에 따른 Test Case 자동화 수
행 요청 

o월 o일 시험 자동화를 위한 Command Line 
Program 개발 

• 시험환경 

- RTOS: Vxworks 

- Rhapsody(UML 기반 개발 방법)  

- 실타겟: MPC8xxx  

- 시험조직: 15명  

- HIL장비(실타겟): 4대  

- 인터페이스: TCP/IP(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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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River 연동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 신뢰성 시험 흐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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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River 연동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 시험과정 및 결과 

- Plugin 기능으로 Workbench에서 LDRA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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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River 연동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 시험 대상 함수의 Test Case 생성 

• VxWorks OS에서 Test Case 수행 

 

 



SW 신뢰성 시험 환경 구축 지원 결과 

Wind River 연동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 해당 함수들의 Coverage 달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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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SIL(Software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가) 설계환경 

• 모델 기반 설계    

• 설계된 모델을 자동코드 생성을 통해 C코드로 변환 

   

나) SW 신뢰성 검증환경 

•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SW 개발 Tool을 근간으로 개발 

- 설계 Tool: Matlab/Simulink 

- SW 신뢰성 검증 Tool: LDRA 

• 해당 설계Tool을 적용하여 SW를 검증하는데 있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인 개발 및 

검증 절차를 정립하여 체계 개발에 적용 

 

다) 해당 설계 Tool 적용 시 발생 문제점 

• Version conflict 

• Library 오류 

• 개발자의 모델링 오류 

• 코드 생성 도구 오류 

• SW검증 Tool의 오탐(False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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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제점 보완 위한 모델기반 설계 SW 검증 절차  

 (1) Upgrade Advisor 

•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모델들을 현재 버전에 맞게 업그레이드 

• 모델 버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 해결 가능 

 (2) Model Advisor 

•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모델 및 옵션 설정 사항을 탐지 

• 일부 실행시간 오류도 검출 

• DO-178C/DO-331과 MISRA 2004 기준으로 수행 

 (3) 모델 실행률(Model Coverage) 확인 

Simulink SIL(Software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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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SIL(Software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라) 문제점 보완 위한 모델기반 설계 SW 검증 절차  

(4) 자동 생성 코드 기반 정적 검증(코딩 규칙) 

• LDRA Testbed에서 방사청 코딩규칙 적용하여 사용(65개+3개) 

(5) 자동 생성 코드 기반 정적 검증(실행시간 오류) 

• LDRA Testbed에서 CWE-658 기준으로 검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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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SIL(Software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라) 문제점 보완 위한 모델기반 설계 SW 검증 절차  

(6) 자동 생성 코드 기반 동적 검증(코드 실행률) 

• 코드 실행률은 LDRA TBrun을 이용해 수행 

• 테스트케이스 생성방안 분석 

- 테스터가 직접 함수를 분석하여 수동 테스트케이스 생성 

        ․ 함수단위로 코드실행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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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SIL(Software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라) 문제점 보완 위한 모델기반 설계 SW 검증 절차  

(6) 자동 생성 코드 기반 동적 검증(코드 실행률) 

• 테스트케이스 생성방안 분석 

- Simulation 데이터를 테스트케이스로 사용 

    ․ Simulink와 LDRA를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테스트케이스로 사용하여 코드 실행률 검사 

- 도구를 통해 테스트케이스 자동 생성 

    ․ Simulink Design Verifier 도구를 이용해 테스트케이스 자동 생성 

     ․ Simulink와 LDRA를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테스트케이스로 사용하여 코드 실행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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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SIL(Software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라) 문제점 보완 위한 모델기반 설계 SW 검증 절차  

(6) 자동 생성 코드 기반 동적 검증(코드 실행률) 

• 테스트케이스 생성방안 분석 

- 각 테스트케이스 생성방안 장단점 비교     

케이스 생성 방안 장점 단점 

수동 생성 
- 접근성 용이 
- 필요에 따른 함수별 테스트 케이스 생성 가능 

- 많은 시간 및 인력 소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용 

- 케이스 생성 시간 단축 
- 모델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케이스 생성 

- 다수의 중복된 케이스 
- 모든 케이스 만족 어려움 
- 모델 이해도 필요 

자동 생성 도구 
- 케이스 생성 시간 단축 
- 예상치 못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가능 

-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위한 환경 
구축 과정이 필요 

- 다수의 중복된 케이스 

• 테스트케이스 생성방안 적용 

-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여 테스트케이스 생성 방법을 병행 

    ․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검증을 1차로 수행(모델 실행률 데이터 활용) 

    ․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LDRA를 이용하여 직접 테스트케이스 생성 

    ․ 필요 시 자동화 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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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PIL(Processor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가) 설계 및 SW 신뢰성 검증 환경 

• 설계 Tool: Matlab/Simulink을 이용하여 모델 기반 설계 

• SW 신뢰성 검증 Tool: LDRA v.9.1.0 

 

나) 정적검증 환경 구축 방안 

• Auto Code Generation 도구를 통해 생성된 Auto code에 대한 코드 표준 준수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 코드표준서(SCStd)를 기준으로 검증툴인 LDRA에 룰셋을 적용하여 분석 

• 코드 표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과를 분석하여 모델에서의 설계 재검토  

• 정적 검증의 위배사항 조치로 인해 수정된 모델에 대한 검증은 코드 표준 달성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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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PIL(Processor In  the Loop) 시험 사례(OOO SW 개발 사례) 

다) 동적시험 환경 구축방안 

• Host에서 Matlab / Simulink와 LDRA를 연동하고, Target을 연동하기 위한 Debugger 장비 연결 

• Simulink에서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Model Coverage 달성 

• LDRA를 이용해 생성된 Auto code에 대한 Code Coverage를 달성 

• LDRA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code가 생성이 되고, 컴파일 하여 Target 위에서 테스트 수행 



Q & A 



DDS응용SW 개발의 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개발지원환경 

MDS테크놀로지 최영신 부장 



I.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개요 

II.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설계 및 구현 

 성능 분석 

 기능 시험 

 지원 

III. NeoDDS 미들웨어  

IV. 기대 효과 

DDS 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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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S 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개발 배경 

3 

DDS 응용 SW 개발(함정전투체계, 항공전자, 유도미사일) 확산 

DDS 미들웨어 시장 연평균 성장률 35% 

외산 DDS 개발도구는 있으나 

국산 DDS 엔진의 

응용 SW 개발에 적용할 수 없음 

OMG DDS 규격 준수 미들웨어를 

지원하는 범용 통합 개발도구 필요 

국산 DDS 엔진(3개 기관)은 상용화 초기 단계 

응용 SW 개발지원도구는 개발 초기 단계임 

통합 개발도구 
필요 

국산 DDS 
개발도구 필요 

DDS 엔진 
국산화 진행 

DDS 응용 SW 
개발수요 증가 

DDS 미들웨어 
사용 증가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개발 목표 

» 국내외 DDS응용SW 개발지원도구 제공 현황 및 개발 목표 

4 

※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OMG DDS 기반의 국방 응용 SW를 위한 통합개발지원 환경개발 기획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설계 및 구현 

모니터링 및 
분석 

시험 

지원 

DDS 응용모델러 

토픽 레포지토리 

실시간 토픽 분석기 

실시간 모니터 

로그 관리자 

토픽 기록기 

토픽 시뮬레이터 

토픽 튜너 

DDS-DB연동 

고가용성 지원 

형상관리 지원 

외산 국산 항목 

구분 도구/모듈 A사 B사 C사 D사 
개발 목표 

합계 ○: 6종 ○: 6종 ○: 2종 ○: 1종 ○: 11종 



»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DDS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구조 

5 

토픽 레포지토리 DDS 응용 모델러 

설계 및 구현 도구 

기타 도구 

실시간 모니터 실시간 토픽 분석기 

모니터링 및 분석 도구 

로그 관리자 

기능시험 및 성능개선 도구 

토픽 시뮬레이터 토픽 기록기 토픽 튜너 

테스트베드: 모의전투체계 시뮬레이터 

DDS Engine 

OMG API 

RTPS 

DCPS 

DDS-DB 연동 

고가용성 지원 

형상관리 지원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프로세스 

» DDS 응용SW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필요 도구 

6 

개발 프로세스 

DIDE 도구 

설계  구현 기능 시험 성능 분석 

DIDE 도구 

DB 연동 형상(산출물)관리 지원 프로세스 

통합 시험 

이중화 

형상관리지원 DDS-DB 연동지원 고가용성지원 

기타 도구 

토픽 레포지토리 

DDS 응용모델러 

설계 및 구현 도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토픽 분석기 

모니터링 및 분석 

로그 관리자 

시험 도구 

토픽 시뮬레이터 

토픽 기록기 

토픽 튜너 

통합시험 환경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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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구현 – DDS 응용모델러 

Graphic기반의 DDS 응용프로그램 모델링, 설계 도구 

8 

Create Wizard를 활용하여 DDS 응용소프트웨어 모델러 프로젝트 생성 

» DIDE Modeler Perspective 
Project Explorer 
DIDE Types View 
Outline View 
Properties View 
Editor & Palette 



설계 및 구현 – DDS 응용모델러 

DDS 엔티티 및 토픽을 정의하고, 모델링 결과를 소스코드로의 변환을 지원 

 

9 

» Entity Modeling  
Participant 
Publisher 
Subscriber 
DataWriter 
DataReadear 
Topic 
 

» Set QoS 
Entity QoS(Quality of Service) 
 

» Code Generator 
C, C++ 
Java, C# (Extension) 



설계 및 구현 – DDS 응용모델러 

10 

DDS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엔티티 설계 

» Entity Modeling 과정 

DDS Model Tool에서 추가할 Model 선택 후 Editor에 클릭 

Participant : Editor의 흰 바탕에 생성 

Publisher/Subscriber : DomainParticipant 위에 생성 

DataWriter/DataReader : DomainParticipant의 가장자리에 생성 

Topic : Editor의 흰 바탕에 생성 

Connection : DataWriter와 DataReader에 Topic 설정 

 



설계 및 구현 – DDS 응용모델러 

11 

DDS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엔티티의 QoS 설정 

» Set QoS (Quality of Service) 

Durability User Data 

Topic Data 

Group Data 

History 

Reader Data Lifecycle 

Writer Data Lifecycle 

Lifespan 

Partition 

Presentation 

Destination Order Entity Factory 

Resource Limits Ownership 

Ownership Strength 

Liveliness 

Reliability 

Time Based Filter 

Deadline Latency Budget 

Content Filters Transport Priority 



설계 및 구현 – DDS 응용모델러 

12 

DDS 응용소프트웨어 모델링 결과를 소스코드로 변환 

 
» Code Generator 

Visual Studio Project 
Visual Studio Compiling 



설계 및 구현 – 토픽 레포지토리 

DDS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토픽 타입을 정의 

로컬 시스템 및 DBMS 레포지토리 생성하여 토픽 타입을 관리 

 

13 

» Eclipse Plug-In  
DDS 응용모델러와 연동 가능 
 

» Save Local or DBMS  
Topic Sharing 
Topic 변경 알림 
 

» *.idl 형태 TopicType 파일 
 SW_INFO.idl 



성능 분석 – 실시간 토픽 분석기 

14 

DDS 도메인에 대한 분석. DDS 도메인에 존재하는 Entity 들의 상태와 연결 정보에 대
한 분석 

» Entity 분석 시작/중지/재개/종료 
Entity Tree 
Entity Info 
Entity Match 
 

» Entity 분석 내용 저장 
*.ana 
분석 정보 재확인 가능 



성능 분석 – 실시간 토픽 분석기 

Entity 구조 분석. DDS 도메인에 존재하는 DDS 엔티티들의 정보 

15 

» Entity 구조 분석 
Entity Tree View로 표현 
Domain, Participant, Publisher, Subscriber, DataWriter, DataReader 



성능 분석 – 실시간 토픽 분석기 

16 

Entity 정보 분석. Entity의 데이터 타입(TypeCode)을 동적으로 받아서 전시 

» QoS 정보 분석 
DDS 엔티티의 QoS 정보를 확인 

» 데이터 타입 분석 
DDS 엔티티가 발간/구독하는 토픽 정보를 확인 



성능 분석 – 실시간 토픽 분석기 

Entity 매칭 분석. 

DDS 도메인내에 같은 정보를 발간/구독하는 DDS 엔티티들의 매칭 정보 

분석 중인 DDS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DDS 엔티티들의 매칭 정보 

 

17 

» Matching Object 
Reader Side. Writer가 발간하는 Topic을 구독할 Reader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Writer Side. Reader가 구독할 Topic을 발간할 Writer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능 분석 – 실시간 모니터 

18 

DDS 도메인에 대한 분석.  

DDS 도메인에 존재하는 Entity 들의 상태와 연결 정보에 대한 분석 

Entity 상세정보와 자원 사용량, 동작 상태 

» Entity 분석 시작/중지/재개/종료 
Entity Tree 
Description Info 
Network Info 
Status Info 
Topic Search 
Notification 
 

» Entity 분석 내용 저장 
*.mon 
모니터링 정보 재확인 가능 



성능 분석 – 실시간 모니터 

19 

상세 정보 모니터링. DDS 도메인에 존재하는 DDS 엔티티들의 정보 

엔티티 QoS, 엔티티가 속한 프로세스, 노드 정보 

» 엔티티 정보 
모니터링 중인 DDS 도메인에 속한 DDS 엔티티의 QoS 정보 확인 

» 데이터 타입 
DDS 엔티티가 발간/구독하는 토픽 정보(Data Type) 

» 프로세스 정보 
Process ID, CPU 사용률, 메모리 크기, 메모리 사용률, IP 주소 등 

» 노드 정보 
노드의 CPU 사용률, 메모리 크기, 송수신한 트래픽 크기, IP 주소 등 

ⓐ ⓑ ⓒ ⓓ 



성능 분석 – 실시간 모니터 

20 

상태 정보 모니터링. DDS 엔티티와 하부 엔티티들의 상태 정보 

» 샘플 통계 정보 
Sample Statistics. DDS 엔티티가 발간/구독하는 데이터 통계 
발간/구독한 데이터의 수(발간 횟수)와 크기 
 

» 이벤트 통계 
Entity Event Statistics. DDS 엔티티와 관련된 이벤트들의 통계 
이벤트들의 각각의 발생 횟수(예: Publication Matched 이벤트 발생 횟수) 

ⓐ ⓑ 



성능 분석 – 로그 관리자 

DDS 도메인에 포함된 DDS 응용소프트웨어의 객체, 통신 상태, 오류 발생 등에 대한 로
그 수집 

21 

» 로그 관리자 클라이언트 
DDS 도메인에 속한 DDS 엔티티 목록과 엔티티의 로그 데이터 수집 정보 전시 
로그 정보 파일로 저장 

 



엔티티 선택 

성능 분석 – 로그 관리자 

DDS 도메인에 포함된 DDS 응용소프트웨어의 로그 데이터를 저장 관리 및 분석 

22 

» 로그 관리자 서버 
데이터 수신. 로그 관리자 클라이언트로 부터 로그 데이터 수신 
데이터 관리. DBMS로 수신 로그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및 전시. 저장된 로그정보 검색 및 분석 정보 화면 전시 

 

토픽 이름 선택 



기능 시험 – 토픽 기록기 

23 

» Topic, Pub/Sub Monitoring 

» Topic Samples 

Time, Count, Topic Data 

Topic Sample Save 

» Filtering 

Topic Name, Time Order 

 

 

DataWriter 1 

DataWriter 2 

DDS 응용소프트웨어 간에 주고받은 토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 



기능 시험 – 토픽 기록기 

24 

저장된 토픽 데이터를 다양한 옵션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Topic Sample Load 

Topic Name, Type 

Term, Time 

 

 

» Action Menu 

Single Step. 사용자가 시작한 “Replay”를 한단계 실행 

Playback speed +. Replay 속도를 한단계 빠르게 설정 

Playback speed -. Replay 속도를 한단계 느리게 설정 

 

» Replay Configuration 



기능 시험 – 토픽 기록기 

25 

토픽 기록 및 토픽 재생 예약 관리 

 

 

 

 

 

 

 

 

 

 

 

 

» Schedule Reservation 

Record or Replay 

Schedule Setting 

Replay File 

 

 

 

 

 

 

 

» 예약된 내용이 “ReservationConfig.xml” 파일로 저장 

 



작성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DDS가 적용되는 체계의 실제 엔티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상 Topic을 발간/구독 

 

 

 

 

 

 

 

 

 

 

 

 

기능 시험 – 토픽 시뮬레이터 

26 

» Entities 생성 
Topics 
Writers 
Readers 
Set QoS 
 

» Script 작성 
 

» Monitor 
Topic View Mode 
Pub/Sub View Mode 
DataWriter Graph 
DataReader Graph 



Simulation 환경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Topic, DataWriter, DataReader 생성 

 

 

 

 

 

 

 

 

발간/구독하기 위한 Script 생성 

 

 

 

 

 

 

 

 

 

 

 

 

 

기능 시험 – 토픽 시뮬레이터 

27 



Script Batch 작업 수행에 따른 결과의 분석 

 

 

 

 

 

 

 

 

 

 

 

 

기능 시험 – 토픽 시뮬레이터 

28 

» Simulation 환경에서 Topic 발간, 구독 정보 전시 

» Simulation 환경에서 발간/구독한 Sample Instance 정보를 Graph 화면으로 전시 



Script Batch 작업 수행에 따른 결과의 분석 

 

 

 

 

 

 

 

 

 

 

 

 

기능 시험 – 토픽 시뮬레이터 

29 

» Simulation 환경에 존재하는 DataReader, DataWriter 정보를 모니터 

Topic View Mode 

Publisher/Subscriber View Mode 



기능 시험 – 토픽 튜너 

30 

원격 노드의 DDS 시스템 내부 정보를 제어하여 DDS 응용소프트웨어의 기능시험과 성
능 개선을 지원 

 

» Local/Remote Entities 
Create 
Delete 
Set QoS 
 

» Status Monitoring 
Built-In-Topic 
Object Information 
Local DataWriter 
Local DataReader 
Remote DataWriter 
Remote DataReader 



기능 시험 – 토픽 튜너 

31 

실행 노드 IP 설정 

도메인 및 토픽 정보 입력 

» Local/Remote DataWriter, DataReader 생성 

» Local/Remote DataReader, DataReader QoS 설정 



기능 시험 – 토픽 튜너 

32 

» 수신 Topic Sample 분석 Graph 

 

실시간 수신 샘플 수 

토픽 샘플의 필드 값 및 수신 시각 



기능 시험 – 토픽 튜너 

33 

» 송신 Topic Sample 분석 Graph 

 



기타 지원 – DDS-DB 연동 지원 

34 

DDS를 통해 발간/구독한 데이터를 DBMS에 저장하고, DBMS를 통하여 변경된 데이터
를 DDS를 통하여 발간 

» DDS 토픽 데이터 구독 
DataReader를 통해 구독한 데이터를 DBMS 특정 테이블에 저장 
 

» DDS 토픽 데이터 발간 
DBMS INSERT, UPDATE, DELETE 
DataWriter를 통해 변경된 데이터 발간 
 

» 노드간 데이터 동기화 
DBMS INSERT, UPDATE, DELETE 



기타 지원 – DDS-DB 연동 지원 

35 

DDS-DB 브릿지 (DDS-DB Bridge) 

 

 

 

 

 

 

 

 

 

 

저장 관리자 (Storage Manager) 

» 다이나믹 토픽을 이용하여 DDS 도메인 내부에 존재하는 토픽 정보 확인 
» 확인한 토픽 정보를 메타 데이터 관리자에 등록 
» 등록한 메타 데이터를 DBMS에 저장 

서비스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서비스 정보, 데이터 타입 등)를 DBMS의 테이블로 관리 

» DDS로 부터 구독한 토픽을 DBMS에 저장 
구독한 데이터를 데이터 큐에 삽입 
저장 관리자는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데이터 큐의 데이터를 DBMS에 저장 
 

 DDSI_SUBSCRIPTIONS 

 DDSI_PUBLICATIONS  DDSI_TYPES 



기타 지원 – 형상관리 

통합개발환경 도구들의 형상관리를 위한 상용 형상관리시스템과의 연동 서비스 지원 

형상관리시스템의 폴더 구조 전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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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DDS 미들웨어 

38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 주요 성과 

DDS 미들웨어 사업 추진 

• ADD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DDS 기반의 통합개발지원 환경 개발” 과제 수주  
• ETRI DDS(EDDS) 기술이전 실시  
• 대한항공 P-3C DMS 프로젝트 계약 

DDS 미들웨어 제품 출시 
• LIG넥스원 OPV80 NeoDDS 공급 계약 
• NeoDDS 제품 출시  
• TTA GS인증시험 획득 (7월)  
• LIG넥스원 특수작전지원체계 NeoDDS 공급 추진  

국방 SW 사업 분야 진출 
• LIG넥스원 특수작전지원체계 연동단SW 프로젝트 계약 
• LIG넥스원 OPV80 연동단SW 및 시뮬레이터 프로젝트 계약  
• 대한항공 P-3C DTS 프로젝트 계약  

DDS 미들웨어 사업 기반  

DDS 미들웨어 체계 적용 
• 장보고-I 성능검증장비 및 연동검증장비 프로젝트 계약 
• LIG넥스원 OPV80 / 특작체계 NeoDDS 적용 진행 

• 국방과학연구소(ADD) DDS 기술이전  – 충남대 ReTiCoM 

2016년 

민간 분야 확대 적용 
• 발전소 원격제어 시스템 적용 
• 지하철 차상장치 시스템 적용 

국방 분야 확대 적용 
• LIG넥스원 항만감시체계 적용 
• 함정전투체계 추가 적용 

https://www.cmtc.re.kr/main.jsp


NeoDDS 미들웨어 

» OMG DDS 상호운용성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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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기구 OMG 상호연동성 시험 완료 

 Test 시나리오 9개 및 핵심 QoS 6종 

 Reliability, Ownership, Durability, Partition, Time-based Filter, Content-

based Filter 

OMG DDS PSIG 상호연동성 테스트 성공적 완료 (ETRI 지원) 

 2012.3.21 Washington DC : RTI, ETRI, PrismTech, Twin Oaks, OCI, IBM 

 2013.6.18 Berlin : ETRI, RTI, PrismTech, Twin Oaks, Remedy-IT, NADS 

 

[2013/3/21, 미국 워싱턴 DC] [2013/6/18, 독일 베를린] 

OMG DDS 상호연동성 시험 현장 



NeoDDS 미들웨어 

» NeoDDS v1.0 GS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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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NeoDDS v1.0(네오디디에스 v1.0) 

인증기관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번호 14-017 

인증년월일 2014.07.07 



NeoDDS 미들웨어 

MDS테크놀로지㈜의 DDS 기술력 확보 

 

» DDS 원천 기술 확보 

국방과학연구소(ADD)/충남대학교 ReTiCom DDS 기술 이전 (2012) 

한국전차통신연구원(ETRI) EDDS 기술 이전 (2013)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DDS기반의 통합개발지원 환경개발“ 사업 수행 (2013~2016) 

NeoDDS 미들웨어 제품 개발, 출시 및 GS인증 획득 (2014) 

NeoDDS 미들웨어 제품 고도화 (2015~) 

 

» DDS 응용소프트웨어 설계/개발/검증 기술 확보 

대한항공 DDS Framework 기반 DMS 개발 프로젝트 수행 (SW 설계/개발) 

LIG넥스원 특수작전지원체계 연동단SW 프로젝트 수행 (SW 설계/개발) 

LIG넥스원 OPV80 연동단SW 및 체계지원SW 프로젝트 수행 (SW 설계/개발) 

대우조선해양 장보고-I 검증장비 프로젝트 수행 (SW 설계/개발) 

LIG넥스원 항만감시체계 프로젝트 수행 예정 (SW 설계/개발/검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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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DDS 미들웨어 – 적용 사례 

» 신뢰성이 중요한 임무장비에 NeoDDS를 적용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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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안 

 전송 측과 수신 측에 모두 RELIABLE로 설정 필요 

 HISTORY 설정은 KEEP_ALL로 설정 (strictly reliable) 

 



NeoDDS 미들웨어 – 적용 사례 

» 센서 데이터 입력 점검이 필요한 장비에 NeoDDS를 적용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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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안 

 센서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미전송을 점검하기 위해 LIVELINESS 설정의 lease_duration 지정 필요 

(offered) lease_duration <= (requested) lease_duration 

 LIVELINESS의 MANUAL_BY_TOPIC 설정으로 어플리케이션 write() 동작을 반영 

• AUTOMATIC: DomainParticipant가 자동으로 Liveliness Message 전송 

• MANUAL_BY_PARTICIPANT: 자동으로 Liveliness Message 전송되지만 어플리케이션 동작반영 



NeoDDS 미들웨어 – 적용 사례 

» 만약 레이더 장치의 이중화 설계를 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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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안 

 OWNERSHIP 

• SHARED: 다수의 DataWriter가 동시에 데이터 배포 

• EXCLUSIVE: 하나의 DataWriter만이 데이터 배포 

 OWNERSHIP_STRENGTH 

• EXCLUSIVE 모드에서 Strength 값에 의해 데이터 배포 DataWriter 결정 



I.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개요 

II. DDS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설계 및 구현 

 성능 분석 

 기능 시험 

 지원 

III. NeoDDS 미들웨어  

IV. 기대 효과 

DDS 응용SW 통합개발지원 환경 



DDS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필수 아이템 

» 국내 실질적인 DDS 국산화 적용 가능성 확산 

국산 소프트웨어 NeoDDS 미들웨어 확보 

국내 DDS 응용소프트웨어 시장 통합개발지원 환경 최초 공급 

 

» 혁신적인 개발 시간 단축 

그래픽 모델링 도구로 설계과정을 시각화하여 설계 및 구현단계 간소화 

 

» 성능 분석에 최적 

DDS 응용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실시간 조회/수집/분석 

DDS 응용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성능 분석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기본 시험환경 구축 

DDS 응용소프트웨어에 필요한 Topic, Entity 관리, QoS 설정 

DDS 응용소프트웨어간 발간/구독 기능 

 

» 다양한 제품 & 개발지원 환경 

DDS 응용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성능 검증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지원 
46 



Thank you 

본사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한컴타워 3층  031-627-3000 

연구소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판교7벤처밸리 2단지 1동 9층  031-600-5000   

MDS테크놀로지㈜ www.mdstec.com  
사업문의 : AT팀 고유환 차장 / 010-5705-3905 / yuhwan@mdstec.com 

기술문의 : AT팀 조윤재 이사 / 010-3776-7994 / yunjae@mdst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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